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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기업 진출 현황
I

말레이시아

가. 전반적 투자 동향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 유치 관련 정
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강화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임.
-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음.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 억달러, %, 2012년)
순위
1

국가
일본

투자규모
9.12

비중
13.3

2

사우디아라비아

8.65

12.7

3

싱가포르

7.23

10.6

4
5

중국
한국

6.46
5.34

9.4
7.8

6

프랑스

4.69

6.8

7

노르웨이

3.73

5.4

나. 한국-말레이시아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는 196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3.6억 달러 투자(신고기
준), 이는 총 해외투자액의 3.1%를 차지.
- 우리나라의 최근 對 말레이시아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투자 산업 분야로는 전기 전
자, 기계 및 장비, 합성 금속 제품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로 다변화·고도화 되고 있음.

다. 한국 기업 진출 현황
- 현재 약 100여개 이상의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 말레이시아에 진출,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11월 이
후 설립/운영 중.

※ 참조 1)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고려제강, 호남석유화학,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SDI., 포스코, 한화Q-Cells,

제조업

CJ제일제당, 동화기업, KCC,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엘피온, 동부
메탈, 코웨이 등

도소매업

대우인터네셔널, 삼성물산,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현대상선, CJ GLS 등

건설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태영, 대림산업, GS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금융업/통신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SK텔레콤

※ 참조 2) 지역별 진출 현황 (주로 쿠알라룸푸르에 집중)
페낭

쿠알라룸푸르
우리은행, 코웨이, 이루온시너지, 잉카인터넷
㈜, 제너시스템즈, 진로말레이시아, 타이탄케미
컬스, GS글로벌, 트로피컬체이스, 파츠몰말레이
시아, 포스코플렌텍, 한국관광공사, 기아자동

LS전선 동국테코고무공업주식회사,
서울전자통신㈜

차, 대교말레이시아,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대
우건설, 대우인터네셔널,

디에스엘부동산컨설

팅, 현대종합상사, 삼성건설, 삼성물산, 효성중
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에버크리에이션, SK네트
웍스, 어드벤스테크놀로지, 대한전선, 엠케이테
크, 와이씨피트레이딩

II

인도네시아

가. 전반적 투자 동향
-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에 이어 우리나라 해외투자대상국 중 10위(수출입은행, 2018년 3월,
누적신고기준)를 차지. 한국은 對인도네시아 투자국 중 5위(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18년 3월, 당해년도
해당 분기 도착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국.
- 업종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70~1980년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
-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투자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금융 및 M&A, 유통분야 진출도 활발.

- 2018년 상반기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500~2,000개사 내외,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2,000개사 이상으로 추정.
- 한국 회사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금융업, 제약분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 참조 1)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참여기업

투자현황

(진출연도)

진출 20년 미만 기업 현황
- 지난 2013년 10월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에 진출한 한화생명은 2017년
5월 말 기준 746억 루피아(약 65억 원)의 수입 보험료의 수익 발생
한화생명
(2013)

- 2017년 전체 순손실은 43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전년에 비해 적자 규모(113억원)를
큰폭으로 줄인 실적임
-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우리소다라은행과 협력 MOU를 체결
- 2013.9.17. 준공

한국타이어
(2011)

- 2018년까지 총 12.1억 달러 투자(1단계: 3억 달러)
- 2014년에는 1,400명, 2018년에는 4,2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기대
- 연간 600만 개(1단계)-2,000만 개(4단계)의 타이어 생산 예정
- 인도네시아 Krakatau Steel과 JV 형태로 일관제철소 준공(2013.12.24.)

포스코

- 2018년까지 총 60억 달러 투자(1단계: 27억 달러, 2단계 33억 달러)

(2010)

- 2013년 300만 톤 생산에 이어 2018년까지 600만 톤
- 2017년 6월 크라카타우포스코 후속 설비 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음

-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크라카타우 포스코(PT. Krakatau POSCO)와 인도 냉연 생산법인
포스코 마하라시트라(POSCO Maharashtra)가 2018년 2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
- 2010.6. Titan사 인수
- 100ha 규모의 대규모 에틸렌 공장 건설 계획
- 2016년 연간 100만 톤(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에틸렌 생산
롯데케미컬
(2010)

- 총 투자액: 50억 달러
- 롯데케미칼은 2018년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NCC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8년
5월 환경영양평가 중임
- 이 공장 건설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00만톤의 에틸린과 60만톤의 프로필렌 등
생산 예정
- 2017년 순 매출은 4억 3,335만 달러를 기록함
진출 20년 이상 기업 현황
- 인도네시아 대형 체인 Makro 19개 매장을 인수하며 국내업체 최초 유통업계 진출,
2018년 7월 현재 46개 매장 보유

롯데마트
(2008)

- 백화점 및 면세점, 차후 추가 개장 예정(수카르노-하따 공항면세점 기 운영)
- 총 14개의 연관법인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 중
- 2017년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포함 동남아 매출액 3,360억 기록
- 롯데그룹은 유통 분야와 관련, 롯데마트 외에 롯데리아,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진출
- 1990년 최초진출(외환은행)
- 2007 년 PT Bank Bintang Manunggal 지분인수 후 PT Bank Hana로 진출

KEB하나은행
(1990, 2007)

- 2014년 외환은행과 합병을 완료하고 PT Bank KEB Hana로 변경
- 통합은행의 법인 순이익은 2016년 기준 총 57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약
6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
-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PT BANK KEB Hana)은 2019년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IDX

SK 에너지
(2005)

;Indonesia Stock Exchange)에 상장 예정
- 석유공사(Pertamina)사와 함께 윤활유 공장 설립
- 1일 7억 5,000만 배럴 생산

CJ

- 식료품, 핵산, MSG, 사료 등 생산, 제과점 뚜레주르, 식당 비비고, 영화관 CGV 진출

(1998)

- 핵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라이신 세계 2위
- 소매금융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30위권 은행인 현지은행 소다라 회사 지분 33% 인수
- 2013년 말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를 통해 2014년에 우리소다라은행 출범

우리은행
(1992)

- 2016년 245억 7300만 원 순이익 달성
- 2017년 6월 1일 1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결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동남아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

삼성전자
(1991)

- 2017년 순이익은 384 억 8,800만원 기록, 2018년 7월 현재 기준 점포수 153개 달성
- TV, STB, DVD, Blueray, HTS 등 디지털제품 생산
-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2017년 기준 매출 약 281백만 달러 기록
- 종업원 약 3,500명,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 삼성전자는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자 센트럴 건물을 비롯해 9개국 랜드마크
14곳에 LED 사이니지를 수주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
- 95년 Global 생산기지 공장 추가 건설-전 세계 78개국, 150여 바이어에 수출
LG전자

- 2016년 기준 판매실적 약 1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핵심 가전제품기업에 선정

(1990)

- 2018년 5월, LG전자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동 시작
- 종업원 약 5,000명(협력사 약 35,000명)
- 1993년부터 유연탄 생산 시작(30년간 조광계약: 2043년)
- 칼리만탄 동부 파시르 지역(노천광산)
- 매장량: 11억 톤(세계 5대 광산, 50,400ha, 인도네시아 3위 광산)

KIDECO
(1982)

- 2012 년 생산량: 3,400만 톤
- 1982년 국내업체 컨소시엄(삼탄, 범양상선, 용산화물, 한일시멘트, 태웅)으로 진출,
수송비 문제, 유연탄 국제시세의 하락(1982년 $60/톤→1988년 $35/톤)으로 다른 기업은
철수하고, 현재 삼탄(지분 49%)과 인도네시아 기업 2곳이 지분 보유
- 2017년 12월, 삼탄은 KIDECO의 지분 49% 중 40%를 매각하여 지분이 많이 축소된 상태이며
2023 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이 만료되나 연장 위해 노력 중
- 1968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 투자 기업
- 1981 년 서마두라광구 유전개발사업 Kodeco/Pertamina 20:80 지분으로 계약

KODECO
(1981)

- 최근 광구 계약 연장: 2011년 5월-2031년 5월(20년)
- 광구 면적: 최초 6,460㎢ ⤑ 현재 1,666㎢
- 2002년 Kodeco/CNOOC/Pertamina 25:25:50 지분으로 계약
- 2011년 Kodeco/시너르진도/Pertamina 10:10:80 지분으로 계약 연장

대우
인터내셔널
(1976)

삼성물산
(1975)

- 2018년 7월 현재는 기존 사업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재원 5명(2009년 2억 9,000만 달러, 2010년 3억 달러 실적)
- 포스코 등 한국산 철강 제품(탄소강, 특수강) 인도네시아 내수 판매
- 한국산 방위산업 제품 인도네시아 판매(국방부 경찰)
- CPO, 유연탄, 발전소 등 투자사업
- 1975년 지사 설치, 2009년 1.5억 달러, 2010년 1.2억 달러 실적, 팜농장 포함
- 수마트라 지역 팜 농장 사업(2008년 2만4,000㏊, 5천만 달러 투자)
- 칼리만탄 지역 카사바 농장 및 전분가공 공장 사업(2011년)
- 석탄 광구, 태양광 발전 등 신규사업 진출 검토 중
- 2018년 현재 주재원 7명이며, 철강제품, 석유화학, 섬유제품 관련 사업 진행 중

미원
(1973)

- 조미료 생산,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 1위(30%)
- 산림자원(합판, 조림, 팜오일, 고무), 제지, 중공업(상용차, 풍력, 특장차, 소재),

KORINDO

화학, 물류, 부동산, 금융 등 40여 개 계열사

(1969)

- 한국인 약 300명, 현지인 약 20,000명
- 자바, 칼리만탄, 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업장 보유

Universiti Teknologi Petronas (UTP)
가. 대학 안내
구분

내용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Asia 98위 (아시아 417개 대학 중)

대학안내

· 말레이시아 내 7위권 대학, QS 521-530위
· 말레이시아 PETRONAS 석유 회사가 1997년 설립한 최신 시설의 사립대학
*전북대 QS 571~580위, 아시아 96위

위 치

· 주 소 : Universiti Teknologi PETRONAS, 32610 Seri Iskandar, Perak Darul Ridzuan,
Malaysia
· https://www.utp.edu.my/Pages/Home.aspx
· 쿠알라룸푸르에서 3시간 거리

대학 특징

· 외국인 학생 비율 전체 인원의 15% (60개국 이상)

대학 특징

· 이공계 연구 주력 및 연구소 활성화
· Faculty of Engineering 공과대학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과
Dept.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과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공학과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지원가능
학과

Dept. of Petroleum Engineering 자원공학과
· Faculty of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과학 정보 통신 기술 대학
Dep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컴퓨터 전자/정보통신공학과
Dept. of Fundamental and Applied Sciences 기초응용과학과
Dept. of Geosciences 지구과학과
Dept. of Management and Humanities 경영/인문학과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Village에 따라 1인실/ 2인실/3인실로 구성됨
· 욕실과 화장실 공용, 에어컨 없음

기숙사

· 각 village 별 식당 및 마트 있음
식당
및
마트

· 24시간 운영

학내 병원

· 각 village 별 공용 세탁실

세탁실

· 화폐단위: 링깃 (1RM = 약 285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Universiti Putra Malaysia (UPM)
가. 대학 안내
구분

대학안내

내용
· 1931년 설립, 농과대학에서 시작하여 현재 16개 학과, 10개 연구소
· 교원 1,800명, 학부생 15,000명, 대학원생 13,000명, 외국인 학생 4,000명 재학
· 쿠알라룸푸르 소재 국립대학으로 말레이시아 3위권, QS 202위, 아시아 34위
*전북대 QS 571~580위, 아시아 96위

위치

· 주소: Persiaran Universiti, Universiti Putra Malaysia, 43400, UPM, 43400 Seri
Kembangan, Selangor, Malaysia
· http://www.upm.edu.my/
·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 거리

대학특징

대학 특징

· 연구에 집중하여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농대에서 시작한 대학으로서 농생명과학 분야에 강함
· Faculty of Agriculture 농업/영농학부
· Faculty of Forestry 임업학과
·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 Facul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의학/보건학과
· Faculty of Human Ecology 인간생태학과
·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경영/경제학학과
· Faculty of Engineering 공학학과
· Facul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공학학과
· Faculty of Educational Studies 교육학과
지원가능
학과

· Faculty of Science 과학학과
· Faculty of Design and Architecture 디자인/건축학과
· Faculty of Modern Languages and Communication 현대언어/통신학과
· Faculty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컴퓨터/전자통신학과
· Faculty of Biotechnology and Biomolecular 생명/분자공학과
· Faculty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연구학과
· Faculty of Agriculture Science and Food (UPM campus Bintulu, Sarawak)
농업과학/식품학과
· 단과 대학별 세부 학과는
http://www.upm.edu.my/akademik/prasiswazah/programmes_courses-8252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2인실(침대, 책장, 책상, 의자)
· 욕실과 화장실 공용, 에어컨 없음

기숙사

각종 시설

· 캠퍼스 안에 10개 이상의 식당 완비
· Health Center
· 2개의 은행 운영
· 화폐단위: 링깃 (1RM = 약 285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UKM)
가. 대학안내
구분

내용
· 1970년 설립된 쿠알라룸푸르 소재 국립대학
· 말레이시아 내 2위권, QS 184위, 아시아 41위 13개의 부설 연구소 운영.

대학안내

*전북대 QS 571~580위, 아시아 96위

· 정교수 254명 (말레이시아 대학 중 가장 많은 수), 학부생 11,703명,
대학원생 5,477명, 외국인 학생 2,810명
· 13개의 부설 연구소, 49개의 international program 운영 중

위 치

· 주소: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43600 UKM Bangi, Selangor Malaysia
· http://www.ukm.my/portal/
·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 이내 거리

대학특징

· 대학 전경

대학특징

지원가능
학과

·
·
·
·
·
·
·
·
·
·

Facul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사회과학/인문학과
Faculty of Islamic Studies 이슬람학과
Faculty of Engineering and Built Environment 공학 및 건축 환경 공학과
Faculty of Education 교육학과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학과
Faculty of Law 법학과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경제/경영학과
Faculty of Health Sciences 보건과학과
Faculty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정보과학기술부
단과 대학별 세부학과는 http://www.ukm.my/portal/international-students/ 참조

나. 생활안내
구분
기숙사

내용
· 2인실(침대, 책장, 책상, 의자)
· 욕실과 화장실 공용, 에어컨 없음

식당

각종 시설

· Health Center

· Book Store

· Student Service Center
· 화폐단위: 링깃 (1RM = 약 285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Universiti Teknikal Malaysia Melaka (UTeM)
가. 대학 안내
구분

대학안내

내용
·
·
·
·
·

2000년에 설립된 말라카 소재 국립대학
캠퍼스 부지 250만 m2으로 캠퍼스의 35%정도만 활용되며 녹지가 많은 캠퍼스
교원수 900명, 학부생 12,000명, 대학원생 1,400명
공대 관련 전공 및 경영 등 일부 학과만 있는 집중형 대학
25개 학부 프로그램 및 35개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위치

· 주소: Jalan Hang Tuah Jaya, 76100 Durian Tunggal, Melaka, Malaysia
· https://www.utem.edu.my/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멜라카에 위치한 766에이커의 공간에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총 7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 Engineering, IT, Management Technology 등 기술 분야에 집중된 대학임
·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중동지역 학생들로 이루어짐

대학특징

· Faculty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전자/컴퓨터공학과
· Faculty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과
· Faculty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 Faculty of Manufacturing Engineering 제조공학과
지원가능
학과

· Facul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학과
· Faculty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Technopreneurship 기술경영학과
· Facul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Technology 전기전자공학부
· Faculty of Mechanical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Technology
기계공학/제조공학과
단과 대학별 세부학과는 https://www.utem.edu.my/list-of-programmes-2.html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2인실(침대, 책장, 책상, 의자)
· 욕실과 화장실 공용, 에어컨 없음
· 식당, 세탁실, 영화감상실, 스포츠 센터, 인터넷 사용 가능

기숙사

· 메인 캠퍼스에 3개의 식당 완비

식당

· 공학 관련 115,000권 이상의 저서 보유

도서관

· 화폐단위: 링깃 (1RM = 약 285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Universitas Indonesia (UI)
가. 대학 안내
구분
대학안내

내용
·
·
·
·

1849년에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데폭시에 위치
QS 랭킹: 292위 (2018년 6월 현재)
*전북대 QS 571~580위, 아시아 96위
2019 THE 세계 대학 순위 : 601~ 800위의 그룹
경제학, 법대, 의대 등 유명

위치

· 주소: Jl. Margonda Raya, Pondok Cina, Kec. Beji, Kota Depok, Jawa Barat 16424
Indonesia
· http://www.ui.ac.id/
· 자카르타 도심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
· 주요 캠퍼스는 6개의 자연 호수가 있는 320헥타르로 구성된 녹지에 위치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지역 대학 중 하나
· 5개 대륙, 32개국의 131개 일류 대학 및 기관과 협력 관계-복수학위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동 연구 등 진행

대학특징

· Faculty of Medicine 의학대학
- Medical Science 의학
· Faculty of Computer Science 컴퓨터공학대학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학과
-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과
· Faculty of Engineering 공학대학
-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과
- Mechanical Engineering 의학공학과
-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과
- Architecture 건축학과
- Metallurgy and Materials Engineering 금속/소재 공학과
-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과
지원가능
학과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과
· Faculty of Law 법학대학
- Law 법학과
·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경제경영학과
- Economics 경제학과
- Accounting 회계학과
- Management 경영학과
· Faculty of Psychology 심리학부
- Psychology 심리학과
·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정치사회학부
- Advertising 광고학과
- Public Relations 홍보학과
단과 대학별 세부학과는 http://www.ui.ac.id/en/academics.html# 참조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 2인실(침대, 책장, 책상, 의자)
· 개별 욕실 및 화장실. 에어컨 완비
· 취사가능한 간단한 주방, 세탁 위탁 서비스, 야외식당 등

기숙사

· 각 강의실 에어컨, 스마트 시설 완비
· 각 건물 재난 안전시설 완비

강의시설

· 자카르타 시내 거주 시 기차 통학 가능
· 화폐단위: 루피아 (100 IDR = 약 8.28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Universitas Gadjah Mada (UGM)
가. 대학안내
구분

내용

대학안내

· 194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 대학
· 인도네시아 요그자카르타(족자)에 위치해 있으며 360 에이커의 면적에 18개 학부,
68개 학부 프로그램 구성.
· 55,000명의 학생, 1,187명의 외국인 학생 및 2,500명의 교수진

위치

· 주소: Bulaksumur, Caturtunggal, Kec. Depok, Kabupaten Sleman, Daerah Istimewa
Yogyakarta 55281, Indonesia
· https://ugm.ac.id/
· 자카르타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요그자카르다(족자)에 위치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학교.
· 주로 낮은 건물에 나무들이 많아 캠퍼스 분위기가 전북대학교와 유사함. 도시 역시
전통 가옥들이 많아 전주와 비슷한 느낌.

대학특징

대학특징

· Faculty of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Computer Science
Chemistry
·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ccounting
Business
지원가능
학과

Business Economics
· Faculty of Law
Law
·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International Relations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Faculty of Medicine
Medicine

나. 생활 안내
구분

내용

각종 시설

· 화폐단위: 루피아 (100 IDR = 약 8.28원)
기타

· 1회 식비 2,000원 ~ 3,000원 선 (한 달 식비 200,000원 정도 예상)
※ 소요비용은 학생의 식습관 및 현지 생활하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참조

